행/사/안/내
1. 당일 참석하시는 분은 10,000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학술발표회 자료집 및 회식 비용).
2. 행사 당일인 5월 1일(토)에 서울교대 근처에 교통 정체가 심하므로 가급적이면 대중 교통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 후, 13번 출구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200m 지점
� � � 일반버스: 144(구28번), 552, 4423, 363, 3420번
� � � 좌석버스: 1500번, 5000-2번(후문에서 하차)
3. 행사 장소는 서울교대 연구강의동입니다. 사향문(정문) 출입시 직진 방향으로, 청람문(후문)
출입시 우측 인문관을 지나 직진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4. 당일 학회 회원들은 본인들의 참석은 물론 그 분야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일 참석하시는 분들의 학회 현장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가입비 2만원). 한국 법과인
권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khlea.org)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6. 허종렬 학회장은 연구년을 맞이하여 법과 인권교육 관련 자료 수집차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CSUS)에 visiting scholar로 일시 체류 중입니다.
7. 학회 회원들은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계좌: 국민은행 578601-01-192853, 허종렬(법과인권교육학회)
� � � 회비: 일반회원(2만원), 이사( 5만원), 평생회원(50만원)

행/사/문/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http://www.khlea.org)
사무국장 : 이대성(010-2401-2838),
사무차장 : 박형근(010-5244-9215), 송민구(010-6423-3919), 권혜정(010-3339-3752)

시 간
14:30~15:00

세

부

내

용

식전 등록 및 입장
사회: 이대성(고양 백신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장)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방향」
이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6차 학술발표회가 됩니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초·중등 교과서 및 관련 교재 개발

개회식 및 기조발제
15:00~15:50
연구강의동 201호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회선언

사회자

•국민의례

다같이

•개회인사

정태익(서울 중동중,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기조 발제]‘법과 정치’
과목 탄생과 법교육의 위상
발표: 김범주(한국교원대 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고문)

이러한 시점에서 실제 법과 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에서 담고자 하는 근본 정신과 내
용을 어떻게 교과서에 잘 담아내어 현장에서 실천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15:50~16:00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교육 교재 개발 방향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갖는 영향력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법과 인

사회: 이동희(경북 경산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이사)

권교육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과서 및 교재 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16:00~
17:00

번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조 발제를 맡아 주신 본 학회 고문이신 한국교원대 김범주 교수님과

발표: 박형근(서울 등원초), 토론: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표: 이대성(고양 백신고), 토론: 김자영(한국법교육센터)

발표
및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 당국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

16:00

아무쪼록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1] 초등학교 법교육 관련 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주제 2]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의 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주제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 발표회

니다.

식

~18:10

17:00~
17:10

휴

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방향
사회: 나달숙(백석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이사)
17:10~
18:10

[주제 1] 초등학교 인권교육 관련 교과서 개발 원리와 실제
발표: 박상준(전주교대), 토론: 이지혜(서울 대림초)
[주제 2] 중등학교 인권관련 단원의 접근 방식과 실제
발표: 강명숙(배재대), 토론: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 이대성(고양 백신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장)

2010년 5월 1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 종 렬 드림

총평 및 폐회식

[총평]

18:10~19:30

[폐회 선언]

연구강의동 201호

최윤진(중앙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정태익(서울 중동중,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 만찬의 시간(장소: 두부촌)

다같이

